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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계적 트랙킹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억 디스크 및 액츄에이터의 장착점들과 정렬된 지지기둥
들을 가지는 디스크 드라이브

요약
2½인치의 폼팩터를 구비한 디스크 드라이브(18) 3½인치 디스크 드라이브 폭에 해당하는 길이와 3½인
치 디스크 드라이브 길이의 반에 해당하는 폭을 갖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함으로써 2.5인치의 폼팩터
가 설치된다. 이 디스크 드라이브(18)는 약 2.6인치 (65mm)의 직경과 6온스의 무게를 지닌 디스크(44)를
포함하며, 성형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된 기부(20)와 마찬가지로 성형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된 케
이싱(24)를 포함한다. 기부(20)와 케이싱(24) 사이에 가스킷(332)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이공간에 밀폐된
제어환경이 형성된다. 금속으로된 기부와 케이싱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터의 잡음환경과는 단절된다. 패
쇄루프 형태로 내장된 서보 트래킹 시스템(servo tracking system)은 활용가능한 기억매체 범위와 관련
하여, 광범위한 기억용량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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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기계적 트랙킹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억 디스크 및 액츄에이터의 장착점들과 정렬된 지지기둥들을 가
지는 디스크 드라이브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드라이브의 기부(base), 케이싱 및 인쇄회로기판을 나타낸 분해 사
시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평면도.
제3도는 제2도상의 3-3선을 따라 절취한 횡단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액츄에이터 암(actuator arm) 및 액츄에이터 모터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부에 케이싱을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스냅끼움
결합자(a snap-fit connector)를 나타낸 부분 사시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케이싱, 기부, 인쇄회로기판의 상호 결합관계를
나타낸 부분 사시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부분 측면도.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배면도.
제9(a)도 내지 제9(c)도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용 액츄에이터 암을 나타낸 각각의 부분 평면
도, 부분 측면도, 부분 저면도.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내의 로드 빔(load beam)상에서 헤드 설치용으로 이용되는 플
렉서(flexure)를 나타낸 사시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유용한 자기래치 기구용 자기장 포함 부재(field containing
member)를 나타낸 사시도.
제12도는 제11도상의 12-12선을 따라 절취한 종단면도.
제13(a)도 및 제13(b)도는 자기래치기구의 작동상태를 도시하기 위한 제11도상의 13-13선을 따라 절취한
종단면도.
제14도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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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그램(Balock diagram).
제15도는 상기 다이어그램에 표기된 다수의 섹터(sectors)를 포함하는 데이터 트랙(data tract)의 개략
도.
제16(a)도 및 제16(b)도는 간단한 예시적 섹터내의 서보제어정보 및 데이터의 분포도.
제17도는 제16(a)도 및 제16(b)도상에 도시된 섹터의 서보제어정보를 처리하는 작업관리 제어시스템의
순서흐름도.
제18도는 제16(a)도 및 제16(b)도상에 도시된 예시적 섹터의 서보제어 정보를 나타낸 상세도.
제19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부, 케이싱 및 인쇄회로기판을 나타낸 분해
사시도.
제20(a)도 및 제20(b)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기구, 케이싱 및 인쇄회로 기
판의 상호 결합관계를 나타낸 부분 사시도.
제21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부를 나타낸 평면도.
제22도는 제21도상의 22-22선을 따라 절취한 종단면도.
제23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기부를 나타낸 저면도.
제24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측면도.
제25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부분 절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8, 400 : 디스크 드라이브
32 :지지 브래킷
36 : 인쇄회로기판(PCB)
46 : 헤드
56 : 액츄에이터 암
56-b : 제2단부
88 : 기부판
102 : 상부판
144 : 자석

20, 320, 420 : 기부(a base)
24, 324 : 케이싱
44 : 디스크
48 : 액츄에이터 어셈블리
56-a : 제1단부
58 : 액츄에이터 코일
100 : 자석구조
104 : 하부판
322 : 개스킷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디스크 드라이브, 특히 기억용량 면에서 증가되고 크기, 증량 및 전력소모 면에서 감소된 디
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 기억의 관련기술은 기억용량을 증가시키고, 데이터 기억장치의 중
량, 크기 및 전력소모의 감소를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요즘 추세를 따라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부추기는 요인은 휴대용 및 랩탑 컴퓨터의 사용이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디스크 드라이브의 크기를
감소는 기억매체의 기억 영역 감소로 인한 기억용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통상적으로, 디스크 드라이브 및 컴퓨터 제조업자들은 데이터 기억용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디스크
파일의 진동 및 충격저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부가되는 기준에는 진
동저항, 소형화, 저 중량, 전력소모의 감소, 제조의 용이성, 특히 부품 총계(part count)의 감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 컴퓨터용 또는 특정 형태의 응용기기용으로 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택해야 하는 컴퓨
터 제조업자에게는 이러한 모든 기준들이 중요하다. 이 기준들은 휴대용 또는 랩탑 컴퓨터용으로 또는
기타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진동 및
충격수용 평가는 평가대상 드라이브를 진동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드라이브 작동 중 드라이브에 여러
가지 진동 수 및 진폭을 가함으로써 수행 될 수 있다. 탐색 및/또는 트랙추종에 있어 에러의 원인인 인
가된 진동의 진동수 및 진폭을 파악하기 위해 드라이브의 작동 상황이 모니터 된다. 탐색 및/또는 트랙
추종 에러는 종종 데이터를 판독 및/또는 기록함에 있어 유보(hesitation)상태를 초래하며, 너무 낮은
진동수 또는 진폭의 인가 진동에 민감에 디스크 드라이브는 수용 평가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디스크 드
라이브에 인가된 진동으로 인한 한가지 효과와 탐색 및/또는 트랙 추종에 있어서, 에러를 일으키는 한가
지 원인은 기계적인 트랙킹 이탈 즉, 디스크에 대한 헤드의 의도치 않은 물리적 운동이다. 이같은 기계
적인 트랙킹 이탈은 디스크에 대한 디스크 드라이브의 여러 구조적 구성요소들의 운동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종래의 디스크 드라이브는 열적 변화 및 기타 물리적인 응력으로 인한 기계적인 트랙킹 이탈
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구조적 강도(the structural rigidity)를 제공하기 위해 밀도가 높고 무거운 재료
로 제작되어 왔다. 금속같은 무거운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디스크 드라이브의 무게를 감소시키는데에
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디스크 드라이브의 지지구조를 제작하는데,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사용한
다면, 이 지지구조는 통상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수많은 내부 구성요소와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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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팽창 계수를 갖게 된다.
폐쇄루프식 헤드 위치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시스템은 데이터 트랙 위치 피드백 정보
의 소스로서 회전 디스크 상에 저장된 서보 데이터에 의존한다. 그러한 서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한가
지 방법은 전체 디스크 표면 및 해당 서보 판독데이터 채널을 위치 정보의 근연속적 소싱(nearcontinuous sourcing)과 포착에 전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디스크 표면의 전용 및 특수 서보 제어
판독회로 제공의 필요성으로 인해, 디스크 드라이브 제어 시스템의 단위 데이터당 비용과 디스크 드라이
브 전체의 비용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를 초래한다.
종래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종종 디스크 드라이브의 헤드를 파킹(parking)시키기 위한 장치를 포함
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파크(park)” 및 “파킹(parking)”이라는 용어는 헤드를 지지하
는 액츄에이터를 래치시킴으로써 디스크의 선택된 부분 [통상, 내경 또는 외경에 위치한 “랜딩존(land
zone)”]위에 헤드의 위치를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파킹 장치들이 액츄에이터를 물리적으로
결합(래치)시킴으로써 헤드를 파크 시키는데, “래치” 및 “래치헤제”라는 용어는 각각 파킹장치 및
액츄에이터의 “맞물림” 및 “풀림”상태를 의미한다. 선적시 또는 기타 비작동적인 운동시 겪게되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헤드부분이 디스크 몸체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며, 만약
이 헤드가 디스크의 데이터 반송부(data-carrying portion)에 부딪칠 경우, 데이터의 손실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다. 헤드를 파크 시킴으로써 헤드는 랜딩존 즉, 디스크의 데이터 저장이 안된 부분 위에 내려
앉게 되며, 전원이 꺼진 동안에는 랜딩존 상의 위치에 유지되게 된다.
전자기 파킹장치는 디스크 드라이브가 작동되는 동안 파킹장치를 해제시키기 위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전력사용은 휴대용 컴퓨터에 내장된 베터리의 수명에 지장을 준다. 순수한 자기 파킹장치는 액츄
에이터의 자기투과부와 자석 사이에서의 직접 접촉 및 인력으로 액츄에이터를 파크시킨다. 이같은 형태
의 자기래치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은 디스크 드라이브의 작동 중에, 액츄에이터의 자기투과부와 자석사
이의 인력으로 인해 액츄에이터의 회전 운동이 악영향을 받음으로써 트랙추종 및 탐색기능에 문제를 야
기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자석으로부터 액츄에이터를 해제시키는데 매우 큰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큰 물리적 크기를 구비한 디스크 드라이브와 동등한 데이터 기억용량을
지닌 축소된 물리적 크기를 구비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2½인치 폼 팩터(2½” form factor)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트랙 섹터당 1회 이상 제공되는 연속적인 대역 그레이 코드(band gray code)
및 구상(quatrature)서보 패턴 필드를 이용하는 폐쇄루프식 내장형 서보제어시스템을 구비한 디스크 드
라이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강화된 구조적 강도(structural rigidity)를 지닌 2½인치 폼팩터 디스크 드
라이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스크 드라이브의 길이, 폭, 높이를 축소시키기 위해 약 2.56인치 직경을 지닌 싱글 디스크, 2½인치
직경의 싱글 디스크에 20Mb 이상의 기억용량을 제공하기 위한 폐쇄루프식 내장형 서보제어시스템, 기부
및 케이싱을 구비한 디스크 드라이브에 의해 본 발명의 전술한 목적 및 기타 다른 목적들이 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는 호스트 컴퓨터에 응답하며, 약 4인치(4”)의 길이, 2¾인치(2¾”)의
폭을 갖는 기부 및 개스킷 수용 그루브(groove), 상기 개스킷 수용 그루브와 결합하기 위한
돌출부(tongue)를 지닌 개스킷, 상기 기부와 상기 케이싱 사이 공간에 주위 대기상황과 단절된 제어 환
경이 설정되도록 상기 개스킷과 맞붙어 있으며 상기 기부와 거의 동등한 길이 및 폭을 지니는 케이싱,
제어환경에서 상기 기부 상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서보정보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동심
트랙을 가지며 직경이 약 2.6인치 미만인 기억매체, 상기 기억매체의 상기 트랙들 중 선택된 트랙에서
정보를 판독하고 기록하기 위한 변환기 수단, 및 상기 서보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디스크 표면의 선택된
트랙위로 상기 변환기 수단을 위치 설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제1도 내지 제25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3가지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디스크 드라이브는 예컨대, 자성재료로 피막을 입힌 싱글 하드 디스크를 포함
하며, 윈체스터(Winchester)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디스크 드라이브는 여러 장의 디스크( 및 디
스크에 상응하는 개수의 헤드, 통상 디스크 표면당 하나의 헤드 즉, 디스크당 2개의 헤드) 및 예컨대 광
학 디스크와 같은 다른 형태의 디스크 및 예컨대 레이저와 같은 다른 판독/기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기억기술에 있어서의 발전과 컴퓨터 크기의 소형화에 따라, 디스크 드라이브의 크기 역시 소형화
를 지향해 왔다. 8인치(8”) 디스크 드라이브 출연이후 5¼인치 디스크 드라이브가 선을 보였다. 5¼인
치 디스크 드라이브의 길이는 대략 8인치 디스크 드라이브의 폭에 해당하며, 그 폭은 대략 8인치 디스크
드라이브의 길이의 ½에 해당한다. 이 같은 크기 비교관계는 예컨대, 3½인치 디스크 드라이브와 5¼인
치 디스크 드라이브 크기 비교에도 적용된다. 즉, 3½인치 드라이브는 대략 5¼인치 디스크 드라이브 크
기의 ½에 해당된다.
개인용 컴퓨터 및 워크 스테이션용 디스크 드라이브를 현재 기술수준까지 도달케 한 디스크 드라이브 기
술의 많은 발전은, 5¼인치 디스크 드라이브 및 그 이후에 3½인치 디스크 드라이브의 개발을 가져왔다.
5¼인치에서 3½인치 디스크 드라이브로 축소하게 된 이러한 발전에 있어서, 디스크 드라이브를 구성하
는 대부분의 5¼인치 드라이브에 내장된 똑같은 부품들이 3½인치 드라이브 속에 마찬가지로 축소된 상
태로 내장되어 있다.
본 특허출원의 과제이기도 한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해 본 발명자는 디스크 드라이브의 크기를 다시 축소
시킨다는 것이 축소된 크기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내장될 소정의 구성요소들을 재 설계하지 않고서는 불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3½인치 폼 팩터 디스크 드라이브보다 더 작은 크기의 디스크 드라
이브를 설계한다는 것은 다수의 공업규격부품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야기시켰다. 로드빔 상
에 헤드를 설치하는데 이용되는 규격 플렉서(the standard flexure)는 IBM사에서 의해 설계된 부품이며,
수 세대에 걸친 디스크 드라이브 내에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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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디스크 드라이브용으로 선택된 폼 팩터는 2½인치 폼 팩터로서 이 디스크 드라이브의 길이는
대략 3½인치 디스크 드라이브의 폭에 해당하며, 그 폭은 3½인치 디스크 드라이브 길이의 ½에 해당한
다.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각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길이(L) : 4인치
* 폭(WD) : 2¾인치
* 높이(H) : 0.68인치(제1 실시예)
0.69인치(제2 및 제3 실시예)
또한, 제1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무게는 약 5온스(ounces)미만이며, 제2실시예에 따른 디스
크 드라이브의 무게는 약 5.5온스 미만이고, 제3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무게는 약 6온스 미
만이다. 디스크의 직경은 약 2.56인치(65㎜)이다. 플러그인 모듈(plug-in module)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작함으로써 하나의 특정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즉, 사무용 컴퓨터에서 가정용 컴퓨터로 디스크 드
라이브가 용이하게 이동 설치될 수 있다.
디스크 드라이브의 전체 전력소비는 3.5와트 미만이며, 유휴시간 동안에는 1.5와트로 낮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디스크 드라이브는 휴대용 또는 기타 배터리 전원식 컴퓨터에 사용하기에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드라이브의 전력소비는 슬립모드(a sleep mode)를 사용함으로써, 공동계류중이며 본원
에 인용된 미국특허출원 제152,069호의 명세서에 기술된 것과 같이 0.5와트 미만까지 감소된다.
제1도 내지 제3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18)는 성형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기부(a base)(20) 및 케이싱(a cover)(24)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성형 플라스틱 부품들을
사용함으로써, 기부(20) 및 케이싱(24)이 다수의 스냅끼움 결합자(a plurality of snap-fit connectors)
에 의해 서로 부착될 수 있으며, 상기 각 스냅끼움 결합자는 기부(20)상의 탭(30)과 끼워 맞물리는 케이
싱(24) 가장자리의 탭 맞물림 부재(a tab engagement member)(28)를 포함하고 있다. 기부(20)와
케이싱(24) 사이에 밀폐(또는 제어)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기부(20)와 케이싱(24)사이에 개스킷(도면에는
도시 안됨)이 제공된다. 디스크 드라이브(18)에 공기 구멍 필터(a breather fileter)가 없으면, 상기 개
스킷에 의해 제공된 밀폐환경은 주위 대기 상태와는 격리된다.
케이싱(24) 모서리 부분에서 초음파 용접된 지지브래킷(mounting brackets)(32)은, 케이싱(24)과 인쇄회
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PCB)(36)(이하는 “PCB”라고 한다.) 사이에 기부(20)를 둔 채로
PCB(36)를 케이싱(24)에 대해 고정시키는 다수의 스냅끼움기둥(snap-fit posts)(34)을 포함하고 있다.
제6도상에서 상세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냅끼움기둥(34)은 지지브래킷(32) 및 케이싱(24)에 대해
PCB(36)를 고정시켜준다. 지지기둥(26a-d)속에 결합되는 나사(도면에는 도시 안됨)로 인해 디스크 드라
이브가 컴퓨터(도면에는 도시 안됨) 또는 기타 지지구조물 상에 부착된다. 지지기둥(26a-b)은 기부(20)
의 구조적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부(20) 및 케이싱(24)의 성형(molding)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플라스틱 연구부에 의해 발표된 스냅끼
움(the snap-fit) 및 사출성형 지침서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기부(20)는 예컨대 20%의 유리충전물 및
20%의 운모 충전물로된 Ultem D3452와 같은 강성 구조를 지닌 플라스틱으로 성형된다. 케이싱(24)은 기
부(20)보다 더 큰 유연성을 지니도록 설계되며, 예컨대 Ultem 1000과 같은 탄성구조를 지닌 플라스틱으
로 이루어짐으로써, 이 케이싱(24)은 기부(20)에 맞추어진다. 스냅끼움 결합자를 사용함으로써, 이 케이
싱(24)은 기부(20)에 맞추어진다. 스냅끼움 결합자를 사용함으로써, 디스크 드라이브를 결합시킬 나사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디스크 드라이브의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며, 나사 결합용 탭구멍의 필요성이 해
소되고, 어셈블리 과정이 간소화된다.
PCB(36)는 디스크 드라이브 작동용 회로를 구비하고 있는데, 특히 PCB(36)상에 제공된 회로는 제14도 내
지 제18도를 참조하여 다음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디스크 드라이브의 각 구성요소의 기능을 제어하는 제
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제1도 및 제2도상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기부(20)의 수평면은 2개의 영역으로 분
할되는데, 제1영역면(21a)은 액츄에이터 어셈블리(actuator assembly)(48)를 지지하며, 제2영역면(21b)
은 디스크(44)아래에 놓인다. PCB(36)와 제2영역면(21b)사이에 보다 큰 간격을 형성시키기 위해 제1영역
면(21a)에 대해 제2영역면(21b)이 이격됨으로써, 집적회로의 구성효소들이 PCB(36)과 제2영역면(21b)사
이의 영역에서 PCB(36)상에 제공된다. 한편, 집적 회로의 구성요소들이 PCB(36)의 양 표면상에 제공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19)에 관해 제19도 및 제20도를 참조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디스크 드라이브(19)에서는 제1 실시예에서의 플라스틱 케이싱(324)이 금속 케이싱(324)으로 교체
된다. 알루미늄(바람직한 실시예의 경우)또는 마그네슘으로 형성된 상기 금속 케이싱(324)은 플라스틱
케이싱이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주며, 컴퓨터의 소음 환경으로부터 디
스크(44)를 격리시켜준다. 금속 케이싱(324)의 또 다른 기능은 개스킷(322)에 플라스틱 케이싱(22)에 의
해 제공되는 것보다 더 큰 밀폐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기능에 따라, 또 다른 금속이 케이싱(326)재
료로 선택될 수도 있는데, 이는 선택된 상기 금속이 기부(320)와 거의 동등한 열팽창 계수를 지니는 조
건하에서 선택될 수가 있다. 금속 케이싱(324)의 열팽창 계수는 기부(320)의 열팽창 계수의 15% 이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케이싱(324)은 기부(320)에 형성된 나사구멍(340 a-c)을 관통하여 보스(330 a-c)내부로 회전 결합되는
나사에 의해 기부(320)상에 부착된다. 기부(320)상에 나사구멍(340 a-c)을 수용하기 위해, 기부(320)의
개스킷 접촉표면(321)이 나사구멍(340 a-c)을 포함하도록 변형되며, 개스킷(322)과 케이싱(324)의 개스
킷 접촉표면(325)도 이에 상응하여 상기 개스킷 접촉표면(321)의 형태에 맞추어 변형된다. 기부(320)를
케이싱(324)에 부착시키고 기부(320)의 개스킷 접촉표면(321)과 케이싱(324)의 개스킷 접촉표면(325)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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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스킷(322)을 끼워 밀폐력을 제공하기 위해, 나사(335 a-c)를 사용함으로써, 제1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18)의 스냅끼움 결합자를 사용하여 얻어진 밀폐상태보다 개스킷(322)에 의한 밀폐상태
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개스킷(322)에 의해 제공된 밀폐는 작동시 기부(320)와, 케이싱(324) 사이의
밀폐환경을 해수면 아래 200피트에서 해수면 상공 10,000피트 고도까지 대기 조건으로부터 충분히 격리
시킨다.
디스크 드라이브(19)에 있어서, PCB(36)는 기부(320)의 제1영역면(320a)에 재공되는 지지브래킷(324)의
제2단부(324b)에 제공되는 나사구멍(35 a-b)속에서 회전 결합되는 나사(350a-b)에 의해 기부(320) 및 케
이싱(324)에 부착된다. 나사(350a-b)는 PCB(36)의 접지면과 케이싱(324) 사이에서 전기적 상호 연결을
해주다. 이 같은 전기적 상호 연결로 인해, 케이싱(324)상에 축적된 소정의 하전입자들이 PCB(36)의 접
지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동한 하전입자들은 호스트 컴퓨터(도면에는 도시 안됨)의 접지버스에 전기적
으로 연결된다.
제21도 내지 제25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400)(제23도)에 관해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부(420) 및 케이싱(424)은 모두 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으로 된 기부(420) 및 케이싱(424)의 기계적 강도가 증가함으로써, 기부(420)와 케이싱(424)
사이의 제어환경의 밀폐상태 및 상기 제어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구성 요소들의 전기적 절연상태가 향상
된다. 금속으로 된 케이싱(324)은 외부 소스에 의해 발생된 전기장으로부터 충분한 차폐물 역할을 하지
만, 플라스틱으로된 기부는 어떤 환경 하에서는 PCB(36)상의 회로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장으로부터
헤드(46)를 충분히 보호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헤드(46)의 위치에 해당하는 기부(20, 320) 부분과 PCB
사이에 플라스틱 기부를 갖춘 금속 차폐물이 제공되어 왔다. 금속으로 된 기부(420)를 사용함으로써 이
같은 차폐물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기부(420)의 개스킷 수용 표면에 형성된 그루브(421) 및 이 그루브(421)와 일체 결합하는 돌기부(423)를
갖춘 개스킷(422)을 사용함으로써, 제어환경을 만드는 밀폐환경의 완전성이 또한 강화된다. 제2 실시예
에서 이같은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3개의 나사와는 달리, 케이싱(424)을 기부(420)상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4개의 나사(426a-d)를 사용함으로써, 제어환경의 밀폐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개스킷(422)에
의해 제공된 밀폐로 인해, 기부(420)와 케이싱(424) 사이의 밀폐환경은 작동시 해수면 아래 200피트에서
해수면 상공 10,000피트 고도까지 주위 대기환경으로부터 충분히 격리된다. 유휴 상태에서도 기부(420)
와 케이싱(424) 사이의 밀폐환경은 약 해수면 상공 25,000피트 고도까지 방해받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
다.
제23도 및 제25도를 참조하면 기부(420)는 PCB(36)의 상부면(36a) 및 하부면(36b)상에 회로 구성요소를
설치하기 위한 7개의 포켓(435a-g)들을 구비하고 있다. PCB(36)는 4개의 나사(본 도면에는 나사 450a,
450b만이 도시됨)에 의해 기부(420)에 부착된다. 나사(450a-d)는 또한 PCB(36)의 접지면과 기부(420) 사
이를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커넥터(connector)(422)는 PCB(36)상의 회로와 호스트
컴퓨터(도면에는 도시 안됨)를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시키는데 이용된다. 기부(420)에 제공된 4개의 지지
기둥(26a-d)은 호스트 컴퓨터에서 디스크 드라이브(400)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기둥 구멍을 가진다.
본 발명의 제1, 제2 및 제3 실시예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18, 19, 400)의 내부 구성 요소들의 구조 및
작동기능은 모두 유사한 바, 포함된 구성요소들에 관해서는 추후 기술하겠지만, 액츄에이터 어셈블리,
폐쇄루프식 내장형 서보트랙킹시스템, 스핀모터, 헤드지지시스템 및 파킹장치들을 포함하며, 상기 구성
요소들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기부(20, 320)에 형성된 다수의 구멍과 기부(20, 320)의 상기 구멍에 스냅끼움 결합되는 상응하는 개수
의 핀(42)을 포함하고 있는 헤더 어셈블리(40)는 제어신호를 PCB(36)로부터 기부(20, 320)와 케이싱(24)
사이에 형성된 밀폐환경으로 보낸다. 제3 실시예에 있어서, 핀(42)은 헤더(440)속에 끼워지고, 포팅 컴
파운드(potting compound)(441)는 헤더(44)를 기부(420)의 개구부에 지지시켜 준다. 헤더 어셈블리(40)
의 핀(42)들은 PCB(36)상의 결합자(43)속에 직접 삽입되어 끼워진다. 제2도 및 제3도상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제어환경 속의 구성 요소들에는 디스크(44), 디스크(44)의 제1 및 제2 영역면으로부터 정보를 판독
하거나 그 위에 정보를 기록하는 변환기(또는 헤드)(46), 디스크(44)와 관련하여 헤드(46)의 위치를 결
정해주는 액츄에이터 어셈블리(48), 디스크(44)를 지지 및 회전시켜 주는 스핀모터(50)등이 포함된다.
기부(20, 320)의 강성 구조로 인해 디스크(44) 각각의 표면과 연관된 헤드(46)의 위치가 동일 실린더 상
에 놓인 트랙 위에서 설정된다. 실린더는 디스크(44) 양 표면상의 동일트랙을 나타내는 수직 방향의 세
그먼트(segment)이다. 기부(20, 320, 420)의 한 위치에 있는 액츄에이터(48)상에 설치된 헤드(46)와 기
부(20, 320, 420)의 다른 위치에 있는 디스크(44)를 지지하는 구조를 유연하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헤
드들(46)을 디스크(44)의 제1 및 제2 영역면에 대해 서로 다른 양만큼 이동시켜 트랙킹 문제를 야기시킨
다. 기부(20, 320, 420)의 유연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기둥(26a-d)이 디스크 드라이브(18, 19, 400)가
설치되는 구조(예컨대, 컴퓨터(도면에는 도시안됨))와 맞물려 결합할 때 상자형태의 지지영역을 형성하
도록 지지기둥(26a-d)이 위치 설정된다. 이 상자 형태의 지지영역은 액츄에이터 어셈블리(48) 및
디스크(44)를 지탱하기 위한 지지점들을 포함한다. 상기 지지영역으로 인해 기부(20, 320, 420)의 유연
성은 감소된다. 즉 견고하게 지탱하는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기계적 트랙킹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금소긍로 된 기부(420)는 플라스틱으로된 기부(20, 320)보다 더 큰 강도를 지니며,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 금속으로된 기부(420)를 사용함으로써, 인치당 트랙의 수 및 지속변화수가 증가될 수 있고 따라
서, 디스크(44)의 기억용량은 약 40Mb가 된다. 액츄에이터 어셈블리(48)(제1도, 제2도 및 제4도)는 디스
크(44)에 대한 헤드(46)의 위치 설정기능을 수행한다. 액츄에이터 암(56)은 액츄에이터 암(56)의 제1단
부(56a)에 고정된 헤드(46)와 액츄에이터 암의 제2단부(56b)에서 액츄에이터 보조 암(60, 62)상에 설치
된 액츄에이터 코일(58)을 지지한다.
액츄에이터 암(56)의 제1 및 제2단부(56a, 56b)는 축(52)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액츄에이
터 암(56)은 기부(20)내부에 밀착된 베어링 카트리지(52)(bearing cartridge)에 의해 축(52)상에 설치된
다. 액츄에이터 암(56)에 부착된 모든 구성요소들과 액츄에이터 암(56)은 정확히 균형을 유지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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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무게가 선회지점(축(52)의 중심)의 양측에 제공됨에 따라, 헤드(46)의 위치설정을 위한 액츄에이
터 암(56)의 선회가 선형 충격 및 진동에 덜 민감해진다.
액츄에이터 암(56)을 선회시키는데 필요한 힘은 액츄에이터 코일(58) 및 자석구조(100)를 포함하는 보이
스 코일 모터(a voice coil motor)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 보이스 코일 모터는 양극(bipolar)자석(108)
을 지지한다. 다음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자석구조(100)의 구성요소들은 자석(108)에 의해 발생되는 자
기장을 위한 귀로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투과성 물질로 이루어진다. 자기구조(100) 및 액츄에이터
코일(58)은 자석(108)에 의해 발생된 자기장 속에 놓이도록 배열된다. 액츄에이터 코일(58)내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반대방향에서 토크를 발생시킴으로써, 액츄에이터 암(56)은 내경(80)과
외경(82) 사이의 선택된 지점에 있는 헤드(46)를 예컨대 내경(80) 근처에 위치하는 랜딩존(landing
zone)(또는 데이터가 없는 영역)에 위치시키도록 선회할 수 있으며, 액츄에이터 어셈블리는 파킹 중에
랜딩존(84) 위로 헤드(46)를 위치시킨다. 랜딩존(84)은 디스크(44)의 어떠한 선택된 부분이라도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경(80) 또는 외경(82)에 인접한 디스크상에 부분이 통상적으로 선택된다.
자석구조(100)는 자기 투과성 물질로 이루어진 상부 및 하부판(102, 104)과 지지부재(support
member)(106)(마찬가지로 자기 투과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래치의 한 부분이다) 및 상부판(102)
에 부착된 자석(108) 등을 포함한다. 지지부재(106)와 결합되어 있는 상부 및 하부판은 양극 자석(108)
에 의해 발생된 자기장의 귀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지부재(106)와 상부판 및 지지부재(106)와 하
부판(102, 104)사이에 공극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공극(air gap)은 자장의 귀로에 불연속성을 초래
시켜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상부판(102)은 상부판(102)의 제1단부(102a)가
상부판(102)의 다른 부분에 대해 각을 이루도록 구부러져 있다.
상부판(102)에 구부러진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두 번째 지지부재(106)의 사용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회로에서 핫 스폿트(hot spots)를 줄일 수 있다.
자석(108)은 상부판(102)에 부착되어 자석(108)의 제1 및 제2극(즉 북극 및 남극)과 하부판(104)사이에
제1 및 제2자기장(B1, B2)을 형성한다. 제1 및 제2자기장(B1, B2)은 상부판(102), 하부판(104) 및 지지
부재(106)의 여러 부분을 포함하는 폐쇄자기회로 내에 에워싸여진다.
귀로에 자기장(B1, B2)을 포함함으로써, 각각의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108)의 제1 및 제2극과
하부판(104)사이의 영역에서 증가한다. 즉,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보이스 코일이 액츄에이터
암(56)에 가하는 토크에 직접 관련되며 따라서 액츄에이터 회전(각) 속도 및 디스크 드라이브의 탐색시
간과 관련된다. 액츄에이터 코일(58)을 액츄에이터 보조암(60, 62) 위 또는 아래에 놓지 않고,
보조암(60, 62) 사이에 놓음으로써, 자석(108)과 하부판(104)사이의 공극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자석
의 누출을 감소하며, 자기장(B1, B2)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액츄에이터 어셈블리(48)는 높은 전력 대 질량 비와 액츄에이터 암(56)의 작은 관성 모우먼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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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초 미만의 액세서 시간(access times)을 제공해 준다. 액츄에이터 암(56)은 종래의 3½인치 디스
크 드라이브 액츄에이터 암의 약 ⅓에 해당하는 관성 모우먼트를 지닌다.
과거에는 트랙킹 이탈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구조적 강도는 단지 금속 구조로 된 구성요소들에 의해서만
제공된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기부(20, 320) 및 케이싱(24, 324) 구조 특히, 여기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폐쇄루프식 내장형 서보트랙킹 시스템으로 결합된 기부(420) 및 케이싱(424) 구조는 기계적
인 트랙킹 이탈을 해소 및 보상한다. 또한, 폐쇄루프식 내장형 서보 트랙킹 시스템 및 기부(20)의 강성
구조로 말미암아 약 20Mb의 기억용량이 제공되는데, 여기서 싱글 디스크는 약 0.837인치의 내경 및 1.23
인치의 외경(즉, 약 5.10평방 인치의 데이터 기억영역), 인치당 1700 트랙의 트랙밀도, 인치당 22,000
자속변경(flux change)을 지니고 있다. 폐쇄루프식 내장형 서보 트랙킹 시스템은 공동계류중인 미국특허
출원 제057,806호(발명의 명칭이 “DISK DRIVE SOFWARE SYSTEM ARCHITECTURE”), 미국특허출원
제058,289호(발명의 명칭이 “DISK DRIVE SYSTEM CONTROLLER ARCHITECTURE”) 및 미국특허출원
제386,504호(발명의 명칭이 “DISK DRIVE SYSTEM USING MULTIPLE EMBEDDED QUADRATURE SERVO FIELDS”)
에 기술되어 있으며 상기 출원들은 본원에서 인용하고 있다. 상기 특허출원 명세서의 개시 내용 중 관련
된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제14도를 참조하면, 마이크로 제어기(224) 및 최소 개수의 전용제어 지지회로(dedicated control
support circuit)가 디스크 드라이브의 모든 기능을 조정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 마이
크로 제어기(224)는 Phoenix, AZ, 85036 P.O. Box 20912에 소재한 모토롤라 인코포레이티드의 모토롤라
문헌 출판부의 MC68HC11A8 HCMOS 싱글칩 마이크로 컴퓨터 기술 데이터 북에 기재된, 3 메가헤르츠의 클
록 속도(clock rate)를 갖는 모토롤라 MC68HC11 HCMOS 싱글칩 마이크로 제어기이다.
판독전용기억장치(ROM; A read only memoly)(이하는 “ROM”이라 한다.)(226)는 범용 데이터, 어드레스
및 제어버스(240)를 경유해서 마이크로제어기(224)에 연결된다. ROM(226)은 디스크 드라이브(18)의 전체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섯 가지 주 태스크(task)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제어기의 제어프로그램 기억
용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태스크에는 인터페이스(interface), 액츄에이터, 스핀모터, 판독/기록, 모니터
등이 있다.
인터페이트 제어회로(228)는 인터페이스 태스크를 실행 중에 마이크로 제어기(224) 지원용으로 제공된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비동기 SCSI 실시예에 있어서, 인터페이스 제어회로(228)는 Cirrus Logic CLSH2500 통합 SCSI 디스크 제어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Cirrus Logic 인코포레이티드에 의해
제조 및 보급되며, CL-SH250 테크니컬 데이터 시트에 기재되어 있으며, 1463 Centre pointe Drive,
Milpitas, CA 95035에 소재한 Cirrus Logic 인코포레이티드로부터 입수가 가능하다. 비동기 SCSI 인터페
이스 제어기인 AIC-6110은 691 South Milpitas, California 95025에 소재한 Adaptec 인코페레이티트로부
터 입수가 가능하며, IBM 개인용 컴퓨터 “AT” 주변장치 버스 접속용으로 적합한 인터페이스 제어기는
Cirrus Logic 인코포레이티드로부터 입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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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 제어회로(228)는 디스크 드라이브(18)와 호스트 컴퓨터 사이에 하드웨어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지만, 전형적으로는 SCSI 통신버스(260)를 경유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따라
서, 인터페이스 제어회로(228)는 통신버스(260)와 제어버스(240)사이에서 두 방향의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을 관리하도록 작동한다.
마이크로 제어기(224)와 액츄에이터 어셈블리(216) 사이의 내부 인터페이스로부터 액츄에이터
제어기(232)가 제공된다. 이 액츄에이터 제어기(232)는 디지털 위치제어 워드(word)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및 회선(246)상에서 액츄에이터 어셈블리(216)로 제공되는 결과적 아날로그 전압의 전류
버퍼링(current buffering)에 대비한다. 마이크로 제어기(224)로부터 제어버스(240)를 경유해 제공되는
디지털 위치 제어 워드는 바라는 액츄에이터의 위치를 나타내준다. 액츄에이터 제어기(232)의 작동은 대
체로 제어지원회로(230)를 거쳐서 제어회선(244)을 통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제어지원회로(230)는 역
시 마이크로 제어기(224)에 의해 제어버스(240)를 경유해서 제공되는 제어 데이터 워드 래칭(latching)
용의 병렬포트확장기(parallel port expander)로 동작한다.
판독/기록제어기(236)도 로데이터회선(raw data line)(25)을 경유해 제어버스(240)와 액츄에이터 어셈블
리(216)의 판독/기록용 헤드 사이에서 내부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판독/기록제어기(236)는
버퍼 직렬화/비직렬화(the buffered serialization/deserialization) 및 데이터의 데이터 클록 부호화/
복호화(data clock encoding/decoding)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판독/기록제어기(236) 기능의 구성
및 개시(configuration and initiation)는 제어버스(240)를 통해 제어 및 데이터 워드가 판독/기록제어
기(236)로 전송됨으로써, 마이크로 제어기(224)의 직접적인 제어 하에서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정류전류회선(the commutation current lines)(250)을 경유해 스핀모터(214)의 정류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스핀모터 제어기(234)가 제공된다. 정류 상태의 선택은 마이크로 제어기(224)에서 제어지
원회로(230)까지 디지털 워드를 공급함으로써 달성된다. 이 디지털 워드는 스핀모터 제어기(234)로 연결
되는 정류선택회선(248)상에서 래치되며 제공된다. 정류전류는 스핀모터 제어기(234)에 의해서 전환되어
정류전류회선(250)을 경유해 스핀모터(214)의 해당 자기장유도 위상짝에 인가된다. 상기 스핀모터(214)
의 선택된 자기장유도 위상짝을 통해 전도된 전류에 비례하는 전압이 귀환회선(the feedback line)(252)
을 경유해 마이크로 제어기(224)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입력부에 제공된다.
아래 표 1 및 표 2는 디스크(212)의 일정한 특성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표 2]

제15도 상에 대강 표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212) 표면상에 제공된 각각의 동심 데이터 트랙은 섹터 No-n
으로 더욱 세분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16(a)도상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섹터는 서보
1필드, 데이터 1필드, 제1 착오정정코드(ECC)필드, 중앙섹터갭필드, 서보 2필드, 데이터 2필드, 제2 착
오정정코드필드, 및 최종갭필드로 구성된다. 제16(b)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보 1필드는 또한 서보마
크필드, 그레이코드필드, 서보버스트필드, 식별자 동기(ID sync)필드, 식별자(ID)필드, 및 데이터 동기
필드로 구성된다. 이와 유사하게 서보 2필드는 제2섹터마크필드, 제2그레이코드필드, 서보버스트필드 및
데이터 동기 필드로 구성된다. 이들 필드의 순서와 크기는 표 3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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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데이터 1 및 2필드뿐만 아니라 서보 1 및 2필드의 잔존부분에 있는 제어정보와 마이크로 제어기를 동기
화시키기 위해 섹터 마크필드가 제공된다. 그레이코드 필드는 명확하게 부호화된 트랙수를 제공한다. 인
접트랙상의 섹터와 같은 그레이코드 값은 한 비트만큼 차이가 나며, 단지 2개의 연속적인 제로비트만이
유효한 그레이코드 값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그레이코드 값을 명확하게 코딩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서보 버스트 필드는 데이터 섹터의 중앙선으로부터 소정의 패턴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된 일정한 진폭 및 일정한 진동수 오프셋의 버스트 필드이다.
또한, 서보/필드의 ID 동기 필드는 비록 트랙중앙선상에 집중되어 있지만 일정한 진동수 및 전압으로 기
록된다. ID 동기 필드로 인해, 판독/기록 제어기는 ID필드의 제1 비트를 식별해 낸다. ID필드는 실린더,
섹터, 및 헤드 수를 기억하는데 이용된다.
결국, 데이터 동기 필드는 각각의 데이터 필드 1 및 2의 제1비트를 한정하기 위해 제공된 일정한 진동수
와 진폭을 지닌 필드이다. 판독/기록제어기를 데이터 동기 필드의 진동수에 대해 동시성을 갖는다. 따라
서, 제1데이터를 대표적인 변환점으로서 동기 진동수의 제1불연속성이 취해진다.
제17도를 참조하면, 마이크로 제어기(224)에 의해 수행되는 태스크 수행이 판독/기록헤드(220)와 관련하
여 서보 1 및 2필드의 실시간 어커런스(the real time occurrence)에 대해 사상(寫像)으로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섹터태스크는 서보 1필드의 어커런스 바로 이전 카운트다운 타이머의 인터럽트(interrupt)
에 반응하여 개시된다. 이같은 인터럽트에 의해 마이크로 제어기(224)는 제어지원회로(230)로 하여금 섹
터마크
필드를
탐지
및
처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스핀모터(214)를
정류시키기
위한
스핀모터제어기(234)에 제어값이 제공된다.
제18도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섹터 마크 필드 자체는 서보 동기 필드와 섹터마크로 구성된다. 서보 동
기 필드는 또 다른 일정한 진폭과 진동수를 지닌 필드이다. 섹터마크는 제1판독 데이터 변환 후에 적어
도 3개의 서보 동기 클록 사이클에 대해서 어떤 서보 동기 변환도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 섹터마크의 어
커런스 시간은 서보 2필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카운트 다운 타이머 인터럽트 스케줄링뿐만 아니라 일련
의 계속되는 태스크에서 사용되기 위해 마이크로 제어기(224)내의 하드타이머에 의해 기록된다.
액츄에이터 암(56)의 선회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크래쉬 스톱이 제공됨으로써, 헤드(46)는 단지
디스크(44)의 내경(80)과 외경(82)사이에서만 왕복 운동한다. 중공 플라스틱 슬리브(110)에 의해 외경
크래쉬 스톱이 제공되는데, 이 플라스틱 슬리브는 상부 및 하단부(102, 104)에 형성된 구멍 속으로 미끄
러져 넣어진다. 액츄에이터 암(56)의 선회운동이 헤드(46)를 디스크(44)의 외경(82)에 위치시키면, 액츄
에이터 보조암(62)의 크래쉬 스톱(62a)은 외경 크래쉬 스톱(110)과 접촉함으로써, 헤드(46)의 운동이 외
경(82)을 벗어나지 않게 된다. 중공 플라스틱 슬리브(110)가 제거되어 액츄에이터 암(56)이 선회하면 헤
드(46)가 디스크(44)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디스크(44)의 제거가 가능해진다. 외경 크래쉬 스톱(110)의
위치는 기부(20, 320)의 포켓(도시되어 있지 않음)을 구비한 하부판(104)의 딤플(dimple)(도시되어 있지
않음)을 설치함으로써 디스크 드라이브 내에 설정되는데, 상기 기부(20, 320)는 베어링 카트리지(52)를
설치함으로써 하부판(104)의 위치와 결합한다. 내경 크래쉬 스톱은 자기래치기구의 일부에 의해 제공되
며,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스핀모터(50)는 고정자 래미네이션(stator lamination)(68)을 포함하는 고정자 어셈블리(66)가 기부(20,
320)에 일착되어 있는 일종의 회전축 모터이다. 제1 및 제2베어링(70, 72)에 의해 축(74)이 고정자 어셈
블리(66)내에 회전 가능하게 고정 설치된다. 정지축 모터(a stationary shaft motor)와 대립되는 회전축
모터를 사용함으로써, 베어링(70, 72)으로 기인하는 마찰을 줄일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외측
레이스(race)(도시되지 않음)와 대립되는 각베어링(70, 72)의 내측 레이스(도시되지 않음)의 회전으로
말미암아, 내측 레이스와 외측 레이스 사이의 볼 베어링이 보다 덜 회전되기 때문이다. 축(74)상에 제공
되는 허브(76)는 디스크(44) 및 회전자(78)를 지지해준다. 회전자(78)는 다극 링자석(a multi-pole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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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29)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제1 및 제2베어링(70, 72)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으로써 예하중(preload)을 맏는다. 즉, 베어링(70,
72) 및 축(74)은 고정자 어셈블리(66)와 함께 조립되고, 규정된 힘의 양으로, 서로를 향해 각
베어링(70, 72)의 외측 레이스에 힘을 가하기 위해, 그리고 외측 레이스가 고정자 어셈블리(66)에 밀착
되는 동안 상기 관계를 유지하도록 예하중 공구가 이용된다.
헤드(46)는 디스크(44)회전으로 인해 생기는 기류 상에서 헤드(46)가 디스크(44)표면 위로 떠다니게 하
는 부유 시스템(suspension system)에 의해 지지된다. 이 부유 시스템은 기부판(88), 상기 기부판에 의
해 액츄에이터 암(56)에 부착된 로드빔(load beam), 상기 로드빔(90)에 부착된 플렉서(flexure)(92) 및
상기 플렉서에 의해 지지되는 헤드(46)를 포함한다. 플렉서(92)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헤드(46)가 부상
하여 수평 이동하도록 해주는 즉, 헤드의 표면이 디스크(44)와 마주보게 위치 설정되도록 해주는 수평기
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스크가 회전하고 플렉서에 하중이 걸리는 동안, 헤드는 디스크 표면과
평행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5¼인치 및 3½인치 디스크 드라이브용으로 쓰이는 공업표준 플렉서는 IBM 사에서, 설계되며, 실질적인
작동시간 동안 변형 없는 상태를 유지해왔다. 종래의 IBM 플렉서는 0.165인치의 길이, 0.125인치의 폭
및 0.039인치의 두께를 지닌 종래의 헤드를 적절히 지지해준다.
종래 플렉서에 있어서, 수평기능은 로드빔과 상호 작용하는 플렉서상의 딤플에 의해 제공된다. 종래 디
자인에 있어서, 수평(또는 피벗)점은 헤드 표면으로부터 약 0.033인치 떨어진 지점이다. 헤드가 디스크
와 관련하여 각을 이룬 로드빔에 부착될 때, 헤드를 디스크 표면과 평행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플렉
서는 딤플이 로드빔과 접촉시, 외부돌출부 요소인 플렉서 몸체와 작은 각도를 이루는 외부 돌출부를 포
함한다. 헤드는 상기 외부돌출부에 부착된다. 특히, 플렉서의 외부돌출부는 플렉서 몸체축과 1도 3분 각
도를 이루고 있다.
종래의 부유 시스템은 47㎎의 헤드무게를 작동하도록, 또한 9g의 하중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9g의 하
중을 지닌 47㎎의 헤드는 약 50g의 충격을 견딜수 있다.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래의 부유 시스템 및 헤드에 기인한다. 즉, (ⅰ) 종래 헤드의 착륙예상
지점이 큼으로 해서 디스크의 내경 및 외경 부분에서 데이터를 기억할 수가 없다. 착륙예상 지점이 크다
는 사실을 데이터를 판독하고 기록하는데 이용되는 자기 구성요소가 설치되는 슬라이더에 기인한다. 슬
라이더 및 자기구성요소의 결합구조는 헤드로 알려져 있다. 데이터 영역의 손실을 디스크 드라이브의 크
기가 감소되는 것만큼이나 보다 중요하다. (ⅱ) 9g의 하중은 헤드가 디스크 사이에서 마찰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디스크가 헤드를 부상 이동시킬 정도로 빠르게 회전할 때까지 상기 마찰을 극복
할 수 있는 충분한 회전모우먼트를 일으킬 디스크 드라이브 모터를 필요로 한다. 상기 모터의 회전모우
먼트가 크면 클수록, 전력소비로 보다 커지고, 디스크 드라이브의 전체 전력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
0.110인치의 길이 0.089인치의 폭 및 0.020-0.025인치의 높이와 겨우 11㎎의 무게를 지닌 최신 박막헤드
가 개발되어 있다. 마이크로 슬라이더 및 이 마이크로 슬라이더 상에 제공된 박막 자기 구성요소를 포함
하는 이들 최신 헤드는 종래 헤드보다 작은 착륙예상지점을 갖게되어 보다 큰 디스크 표면이 데이터 기
억용으로 이용된다. 또한, 11㎎ 무게의 헤드는 비록 작은 하중을 지닌 물리적 충격에 대해서도 보다 나
은 저항력을 제공한다. 예컨대, 5g하중을 받는 11㎎의 헤드는 약 100g의 충격을 견딜수 있다. 감소된 하
중은 헤드와 보다 낮은 회전모우먼트를 허용하는 디스크 사이에서 마찰을 줄여준다. 따라서, 보다 낮은
전력모터가 설치된다.
종래의 플렉서는 최신 박막헤드가 적합하지 않다. 종래의 플렉서는 전체 최신 박막헤드를 덮고 있다. 따
라서, 디스크 드라이브의 기타 구성요소와 헤드가 상호 연결되는 와이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특
히, 플렉서는(적절한 물리적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얇은 금속 스톡(stock)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플렉서
의 변부는 너무 날카로워서 와이어가 상기 변부를 지나도록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최신 플렉서(92)(제9도 및 제10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3가지 해결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신 플렉
서는 종래 플렉서에 의해 제공된 것과 유사한 수평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고, 셋째 중대한 점은 아
니지만, 최신 플렉서는 플렉서가 로드빔에 설치되는 지점과 종래 플렉서로서 헤드의 위치 사이에 동일한
간격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했다.
플렉서(92)는 종래 플렉서(92)에 비해 축소된 폭(W)을 지니며 헤드(46)의 지지점부터 플렉서(92)단부에
이르는 거리(ℓ1+ℓ3)상의 축소로 인해, 플렉서(92)는 전체 헤드(46)부를 덮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와이
어를 찾는 문제가 해결된다.
보다 큰 플렉서 길이의 비는 종래 플렉서의 그것과 비교될 만한 특성인 수평기능을 플렉서(92)에 제공하
지만, 이같은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두 개의 지지점 사이의 플렉서(92) 부분만을 이용하게 된다.
이같은 특징들의 조합으로 인해, 최신 박막헤드가 2.5인치 폼 팩터 디스크 드라이브에 이용되고, 기부판
과 로드빔(90)은 통상의 크기의 ⅔에 해당된다.
플렉서(92)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 돌출부(94)는 유연해지기 쉽기 때문에, 외부 돌출부(94)와 플렉서 몸
체가 이루는 사이 각은 줄어들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사이 각을 표준인 1도 30분에서 2도 30분으로 크
게 하여야 한다.
역 플렉서 회로(120)(제2도)는 헤더판(42)으로부터 헤드(46) 및 액츄에이터 어셈블리(48)까지 전기신호
를 전송한다. 역 플렉서 회로(120)는 세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도시 안됨). 즉, 제1부분에서 액츄에이
터 코일(58)에 전류를 이송시키고, 제2부분은 전류이송 부분을 제3데이터 전송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켜주
는 접지면이다. 역 플렉서 회로(120)의 데이터 전송부분은 디스크(44) 표면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헤
드(46)에 전기신호를 제공하며, 헤더 어셈블리(40)를 경유해 헤드(46)로부터 PCB(36)에 신호를 전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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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상기 접지면으로 인해, 비교적 약한 데이터 신호의 간섭이 방지되는데, 상기 간섭은 액츄에이터
코일(58)이 역 플렉서 회로(120)의 제1부분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보다 큰 전류로 인해 발생되곤 한다.
역 플렉서 회로(120)는 단지 미소한 회전력(토크)을 액츄에이터 암(56)에 가할 목적으로 설계된다.
스 코일모터 이외의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해 액츄에이터 암(56)에 작용하는 소정의 회전 모우먼트는
크(44)와 관련하여 헤드(46)를 위치 설정함에 있어 액츄에이터 어셈블리(48)의 기능, 특히 앞에서
된 공동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 제057,806호 및 제058,289호의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는 트랙추종 및
기능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보이스 코일 어셈블리에 의해 제공되는 힘을 역 플렉서 회로(120)에
가해지는 힘을 보상하기 위해 제어되어야 한다.

보이
디스
확인
탐색
의해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헤드를 파크시키기 위해 기계작동 래치와는 상반된 자기장을 이용함으로써, 디스크
드라이브 작동중 기계작동래치를 해제하기 위한 전자기 또는 공동작동장치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자기
파킹장치(제2도 및 제11-13도)는 액츄에이터 보조암(60)상에 제공되는 돌기부(142), 자석(144), 및
자석(144) 주위에 발생되는 자기장의 귀로를 포함하고 제공하기 위해 지지부재(106)부에 제공되는 자기
장 포함부재(146)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장 포함부재(146)에 형성된 공극(또는 슬롯)(148)은 자기장 세기가 큰 영역을 제공한다. 자기투과성
돌기부(142)가 공극(148)속으로 인입될 때, 디스크 드라이브의 액츄에이터는 포획된다. 자기장
포함부재(146)의 공극(148)에 발생하는 자기장은 자석(144)과 돌기부(142)가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액
츄에이터 암(56)을 상태 유지시키고 헤드(46)를 파킹시키기 위해 돌기부(142)를 포획한다.
디스크 드라이브의 전력강하 중, PCB(36)상의 회로로 인해 액츄에이터 어셈블리(48)는 디스크(44)의 회
전속도가 헤드(46)의 디스크(44) 착륙지점에서 감소되기 전에 헤드(46)가 디스크(44)랜딩존 위에 놓이도
록 액츄에이터 암(56)을 랜딩존상의 위치로 선회시킨다.
액츄에이터 암(56)이 선회하여 헤드(46)가 랜딩존(84)상에 놓이게되면, 돌기부(142)는 자기장
포함부재(146)의 공극(148)속으로 인입된다. 자기장 포함부재(146)가 자석(108)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기
장(B1, B2)의 지속순환(magnetic flux circuits)에 대해 외측부에 놓이도록 이 자기장 포함부재(46)의
위치가 설정된다. 이같은 지속순환은 상부 및 하부판(102, 104) 사이에 형성된다. 자기장 포함부재(146)
는 상부 및 하부판(102, 104) 사이의 갭(gap)외측에 있는 지지부재(106)의 일부를 포함한다.
자기장 포함부재(146)의 자속선(150)과 실제로 평행한 방향으로 위치한 공극(148)을 구비하고 있는 자기
장 포함부재(146)는 실질저긍로 공극(148) 외측의 자석(144)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의 누출을 완화시켜
준다. 자석(144)의 남극에 나와 자기장을 포함부재(146)를 통과하는 자속선(152)은 자석(144)과 자기장
포함부재(146) 사이를 모두 통과한다. 즉, 그 어떤 자속선(152)도 자기장 포함부재(146)의 물리적 경계
외측으로 뻗어 나가지 못한다.
자기파킹장치(140)와 돌기부(142)간의 상호작용은 자기 스위치(a magnetic switch)를 생성한다. 제13(a)
도를 참조하면, 돌기부(142)가 공극(148) 외측에 있을 경우에 이 돌기부(142)는 자기투과성이 없어야 한
다. 돌기부(142)가 공극(148)속으로 인입됨에 따라(제13(b)도 참조)상기 돌기부는 투과 상태로 스위치된
다. 따라서, 돌기부(142)는 자기회로 즉 자석(144)에 의해 발생하는 자속선(150, 152)의 통합부가 되고,
자석(144)의 남극(S)과 공극(148)단부에 위치할 자기장 포함부재(146)의 북극(N)을 향해 끌어당겨진다.
또한 이 같은 구조는 소위 “블랙홀”자기효과를 제공해준다. 블랙홀 자기효과의 결과 인해 액츄에이터
암(56)은 돌기부(142)가 공극(148)가 공극(148)속에 인입될 때까지는 자기파킹장치(140)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액츄에이터 암(56)은 선회 이동으로 인해, 돌기부(142)는 축A(제13(a)도 참조)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
나, 액츄에이터 베어링 카트리지(54) 때문에 축 B방향으로 돌기부(142)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축 B를 따라 돌기부를 이동시키려는 자기력 및 자석(144)방향으로 돌기부(142)를 붙들어 놓으려 하
는 강한 지지력이 생긴다. 범퍼(Bumper)(160)는 축 A방향에서 돌기부(142)의 운동을 제한하며(따라서 액
츄에이터 암(56)의 회전운동을 제한하며(따라서 액츄에이터 암(56)의 회전운동을 제한하게 됨). 상기 지
지력은 자기회로(자기장 포함 부재(146) 및 돌기부(142)로 구성됨), 공극(148)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및
범퍼(160)두께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된 기하학적인 부분들에 의해 결정된다. 범퍼(160)
는 자석(144)과 돌기부(142)사이의 간격을 제어해주며, 상기 두 가지 구성요소의 상호간의 접촉을 막아
준다.
자속의 누출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데이터 기억용으로 보다 넓은 디스크(44)의 표면을 이용할 수가 있다.
범퍼(160)는 내경 크래쉬 스톱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충격완화 물질, 예컨대 고무 또는 폼(form)으
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재료는 디스크 드라이브 환경 속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입자가 침입하
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액츄에이터 암(56)은 액츄에이터 어셈블리(48)에 의해 발생한 힘에 의해 자기파킹장치(140)로부터 해제
된다. 디스크 드라이브 작동중 기계작동 래치기구를 해제하기 위해 전류를 계속해서 유도해내는 전자기
장치 및 기계작동래치기구를 편향시키기 위한 스프링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본 발명에 따른 디스크 드라이브의 여러 가지 특징 및 장점들은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을 보면, 관련기술에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명백하게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는 본 발명의
취지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변경사항 및 이와 대등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호스트 컴퓨터에 반응하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a) 폭을 한정하는 단부와 길이를 한정하는 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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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기부; (b) 상기 기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길이 및 폭을 가지며, 상기 기부와 결합하는 케이
싱; (c)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를 상기 호스트 컴퓨터 내에 고정시키기 위해 상기 기부 상에서 상기 단부
로부터 안쪽으로 소정 간격 위치에 제공되는 다수의 지지기둥들을 포함하는데, 상기 지지기둥들은 상기
다수의 지지기둥들에 의해 한정되는 기부 상의 영역에 상기 호스트 컴퓨텨 내에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가
고정될 수 있도록 증가된 강도를 제공하며; (d) 데이터 기억을 위한 다수의 트랙들과 랜딩존을 가지며,
상기 기부상에서 상기 강도가 증가된 영역 내의 한 지점에 장착되는 디스크; (e) 상기 디스크를 상기 기
부 상에 장착시키고 상기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스핀 모터; (f) 상기 트랙들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상
기 트랙들 상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상기 디스크와 상호 작용하는 적어도 하나의 헤드; (g) 상기 디
스크에 인접하여 상기 헤드를 지지하며, 상기 디스크에 대해 상기 헤드를 위치 설정하며, 상기 헤드의
이동을 상기 다수의 트랙들과 상기 랜딩존 상의 위치들로 제한하며, 상기 기부 상에서 상기 강도가 증가
된 영역 내의 지점에 장착되는 액츄에이터 수단; 그리고 (h) 상기 기부에 인접하여 장착되며, 상기 액츄
에이터 수단이 상기 헤드를 상기 트랙들 중 선택된 트랙 상에 위치 설정하도록 제어하며, 상기 스핀 모
터를 제어하는 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와 상기 케이싱의 길이 및 폭 내에 한정되며,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와 상기
호스트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커넥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헤드의 폭보다 작은 폭을 가지며, 상기 액츄에이터 수단 상에 장착
되며, 상기 디스크와 병치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헤드의 표면을 상기 디스크와 나란히 위치 설정하기 위
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헤드와 접촉하는 플렉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는 금속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플라스틱으로 형성되며, 상기 기부와 결합하는 케이싱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와 같은 축을 가지며, 상기 기부 상의 상기 강도가 증가된 영역 내의 상기
지점에 장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2디스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7
호스트 컴퓨터에 반응하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a)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길이와 폭을 각각 한
정하는 측부와 단부를 가지는 기부; (b)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를 상기 호스트 컴퓨터 내에 고정시키기
위해 상기 기부의 상기 단부로부터 안쪽으로 소정 간격 위치에 제공되는 한쌍의 지지기중들을 포함하는
데, 상기 한 쌍의 지지기둥들의 각 지지기둥 사이에 상기 기부의 상기 단부와 실질적으로 나란한 라인이
정의되며; (c) 내역과 외경을 가지며, 상기 라인과 실질적으로 교차하는 축에 대해 회전 가능하도록 상
기 기부 상에 장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 (d)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로부터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 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상호작용수단; (e)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의 상기 내경 및 상기 외경에 의해 한정되는 영역에 상기 상호작용수단을 위치 설정하는
액츄에이터 수단; 그리고 (f) 상기 기부의 바닥 면에 장착되며, 상기 액츄에이터 수단을 제어하는 상기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며, 상기 상호작용 수단에 정보 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상호작용수단으로부터 정보
신호를 수신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청구항 8
호스트 컴퓨터에 반응하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어서, (a)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의 길이와 폭을 각각 한
정하는 측부와 단부를 가지는 기부; (b)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를 상기 호스트 컴퓨터 내에 고정시키기
위해 상기 기부의 상기 단부로부터 안쪽으로 소정 간격 위치에 제공되는 한쌍의 지지기중들을 포함하는
데, 상기 한 쌍의 지지기둥들의 각 지지기둥 사이에 상기 기부의 상기 단부와 실질적으로 나란한 라인이
정의되며; (c) 내역과 외경을 가지며, 상기 기부 상에 회전 가능하도록 장착되는 하나의 디스크; (d) 상
기 디스크로부터 정보를 판독하고 상기 디스크 상에 정보를 기록하는 상호작용수단; (e) 제어 신호에 응
답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디스크의 상기 내경 및 상기 외경에 의해 한정되는 영역에 상기 상호작용수
단을 위치 설정하며, 상기 라인과 실질적으로 교차하는 축에 대해 선회 가능하도록 장착되는 액츄에이터
수단; 그리고 (f) 상기 기부의 바닥 면에 장착되며, 상기 액츄에이터 수단을 제어하는 상기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며, 상기 상호작용 수단에 정보 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상호작용수단으로부터 정보 신호를 수신
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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